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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의 대상인 김광주의 <長髮 老人>, <南京路의 蒼空>, <野鷄>, <北平에서 온 

令監> 등에는 당시 상하이의 분위기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아편밀매와 

매춘이 행해지던 프랑스 조계지나 향락산업이 생겨나던 홍커우(虹口) 지역의 분위

기, 그리고 1930년대 한인 커뮤니티의 복잡한 인간관계 등이 그러하다. 그런 면에

서는 그의 작품들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또 한편의 올드상하이 풍경화라 해야 할 것

이다. 

작품에 나타난 한인들은 식민지 현실을 박차고 만주로 가거나 대륙을 전전하다가 

상하이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주변부에서 빈한한 삶을 꾸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서구적 근대문화의 중심지 상하이에서 한인들이 주변부 인생을 살아가는 모

습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언어적, 인종적, 경제적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거기에 ‘근대도시 상하이’와 ‘근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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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간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상하이의 한인들은 

‘시골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옛날사람’이기도 했던 것이다. 

본고의 대상이 된 위 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한인들이며, 그들

은 중국인들과는 어울리지 못한다. 작품 속 한인들은 중국인 혹은 상하이의 다른 외

국인 커뮤니티로는 진입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고립적인 공간에만 머문다. 그들은 

상하이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두고 온 조선의 기억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바 ｢어디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 채 

언제나 주변과 불화를 이루며 과거에 대해서는 슬픔을 부여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서는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일종의 영원한 부랑아 신세｣라고 하는 망명 작가의 회한

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Ⅰ. 김 주의 상하이 시  

문학가로서 김광주(金光洲, 1910~1973)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서 무협소설 작가이거나 중국소설 번역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전후세대의 기억 속에서는 더욱 그러할 텐데, 이 점은 그에 대한 소

개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하지만 김광주는 무협지 작가이

기 이전에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쓴 작가였고, 당대 중국문단의 실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문인이었으며, 그런 면에서 일제 강점

기 한국문학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인물 중 하나이

다. 김광주가 1960년대에 쓴 <상해시절 회상기>(상, 하)1)에는 상하이 체류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 회상기의 내용을 중심

으로 상하이시절 김광주의 행적과 상하이 한인사회의 분위기 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회상기의 내용에 의하면 경기중학을 다니던 김광주는 누이 김진배의 도움으로 만

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맏형 김동주에게로 가게 된다. 김광주는 형의 권유로 

상하이의 난양(南洋)의과대학에 입학하지만, 그는 애초부터 의학에는 큰 관심이 없

었고 프랑스조계 지역 한인들과 어울려 민족의 암울한 장래를 걱정하고 예술을 논

 1) 《世代》 1965년 12월호와 1966년 1월호에 각각 실림. 이하 <회상기>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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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김광주가 프랑스조계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데, <회상기>에는 김명수(金明水)와 같은 작가나 김구(金九), 안창호

(安昌浩) 등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전창근(全昌根), 이경손(李慶孫), 이규환(李圭

煥) 등 망명 영화인들과의 관계가 잘 그려져 있으며, 그가 유학하던 시기를 전후하

여 상하이의 대학에 적을 걸어두고 있던 주요한(朱 翰)을 위시한 36명의 한국인 

이름도 거명되고 있다. 그는 도산(島山)에 대해 인물평을 하며 ｢그 풍채, 그 언변, 

그리고 신의감, 정의감, 젠틀한 인품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
이라 했고, 백범(白凡)에 대해서는 ｢백범은 늘 바람처럼 내 주변에 얼굴은 퍼뜩 나

타냈다가 또한 바람처럼 씽긋 웃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곤 했다｣고 했다.

<회상기>에는 당시 프랑스조계 한인 자제들이 다녔던 인성(仁成)학교에 대한 언

급도 있다. 인성학교는 학교라 이름 붙이기도 곤란한 매우 초라한 교육기관으로, 

고작해야 한글을 깨우쳐주고 중국어와 영어의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치는데 불과한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의 많은 한국인처럼 이곳에서 무보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김광주는 어느 날 김명수와 함께 인성학교의 등사판을 이용해 동인지를 발간하게 

된다. 《습작》이라는 제목의 이 동인지에는 문학청년들의 시, 꽁트, 수필 등이 실렸

고, 이 잡지의 독자는 주로 상하이의 한인들이었다. 당시 프랑스조계에서는 한인들

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물질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분

위기였지만 당시 그곳의 한인들은 독립운동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가면서 자신들의 

꿈을 일구어 갔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회상기>에 잘 묘사되어 있다. 김광주는 프

랑스 조계의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문학동인지 활동이나 항일연극 등의 예술활동

에 집중했으며, 재즈바가 밀집되어 있던 홍커우(虹口)지역은 그들의 활동 권역이 

아니었던 셈이다. <회상기>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 계열 인사들에

게 친일적인 분위기의 홍커우 지역은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던 듯하다. 관련 내용을 

잠시 보기로 하자.

나는 그(백범, 인용자)에게서 귀여움을 받았다면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 청년의 

한 사람이지만, 꾸지람도 꽤 많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가든 브리

지(garden bridge)를 넘어서 베이쓰촨로(北四川路) 일본인 촌으로 건너가서 일

본서적을 사다가 읽곤 했기 때문이다. “광주! 왜 요즘 베이쓰촨로에는 자주 드나들

지? 조심해! 사내자식이 땐스방 출입이나 하고 어퉁비퉁 해서는 못쓰느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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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바나 댄스홀과 같은 향락적인 공간은 홍커우 지역만이 아니라 김광주가 살던 

프랑스조계 지역에도 있었지만, 홍커우 지역은 임정계열의 ‘지사(志士)’들에게 있어

서는 향락적이고 친일적인 공간으로 대상화되고 있었던 듯하다. 상하이에는 여러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공간성이 존재하고 있었고, 김광주에게 있어 ‘지사’와 ‘댄스홀’

의 사이에는 거리가 두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 ‘김광주 문학에 있어서 공간감각’이

라는 점에 대해서는 작품론 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1933년경부터 김광주는 전창근(全昌根), 김명수(金明水), 안우생(安偶生) 등 

당시의 문학청년들과 함께 ‘보헤미안’이라는 동인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분위기는 

당시 상하이 한인청년들의 멘털리티를 잘 보여준다. <회상기>에 나오는 관련 언급

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았다. 많은 보헤미안들이 나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었

다. 상하이로 떠돌아 들어온 그 당시의 청년치고 보헤미안 아닌 사람이 없었겠지

만 나는 내 자신을 집시 같은 보헤미안이라고 불러서 자위를 삼아보기도 했다. 국

적도 없고, 또 누가 국적을 인정해주지도 않는 청년들이 허줄구레한 모습으로 국

제도시 뒷골목을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다니는 모습은 집시보다 뭣이 달랐으랴! 

…… ‘조국’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 매력 있는 존재도 아니었다. 허울 좋은 애국

자니 혁명투사니 하는 위선과 독선도 우리는 보기 싫었다. …… 으스러지도록 부둥

켜 안아보고 싶고, 그 품에 안기워보고 싶은 ‘조국’이면서도, 우리들에게 몸부림만 

치게 하고 들볶기만 하고 일경(日警)의 칼자루 밑에 깩소리도 못하는 ‘조국’.3) 

‘보헤미안’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구체적인 명명의 배경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

다. 《보헤미안》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출간되었으며, 김광주는 그 시절이 자신의 상

하이시절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던 때였다고 술회한 바 있다.

이 시기부터 김광주는 《신보(晨報)》 영화란 <매일전영(每日電影)>을 위시한 중

국 신문에 영화평론을 게재했는데, 김염(金焰)과 전창근(全昌根)이 상하이 영화계

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베이징에 머물던 정래동(丁來東)이 활발하게 중국문학과 작

가들을 한국의 지면에 소개하던 것도 모두 같은 시기였다. 1932년 1월 28일 상하

 2) 《世代》 1965년 12월호, 256쪽. 맞춤법 등은 현재의 언어적 관습을 기준으로 인용자가 

최소한으로 조정함. 

 3) 《世代》 1965년 12월호, 266-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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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변이 일어난 후 상하이의 분위기는 몹시 어수선해져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

지 상하이를 떠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고, <회상기>는 김광주가 왕쉬에펀(王學芬)

이라는 중국여성과 헤어진 후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무렵에 상하이를 떠나는 것으

로 끝을 맺고 있다.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에서 편찬한 김광주 선집의 <연표>

를 보면, 김광주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해방될 때까지 중국의 화남(華南), 

화북(華北) 각지로 전전하며 방랑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고, 45년에 귀국하여 47년

에는 경향신문 문화부장으로 취임했고, 이후로 줄곧 작품창작과 번역 일을 하다가 

73년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4) 

18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해외 이주는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급

증하였고, 1910년 한일합방과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1920년대 

초반에 이르면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일본과 하와이 유럽 등지에 한인

사회가 형성된다.5) 1919년 4월 13일 상하이 임시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한인들

이 상하이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919년 말경 상하이에 있던 한

인은 688명이었다. 이후로 상하이 거주 한인 수는 정치적 형세의 변화에 따라 증

감을 거듭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여 1946년에는 2,381명에 달했

다.6)

김광주는 1929년부터 45년까지 16년간 중국에 머물면서 흥사단과 남화한인연맹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고, 1933년 《신동아》에 <밤이 깊어갈 때>를 발표하면서 등단

한 이래 35년에 <北平서 온 영감>, <南京路의 창공> 등 상하이를 무대로 한 소설

을 발표했다. 김광주는 중국에서의 체류기간도 길었고 한인 사회 내에서의 접촉면

도 넓었으며, 중국어를 잘하여 중국 문예계의 내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듯

하다. 김광주는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소설 창작 외에 중국 현대문학의 동향을 한

국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 했다. 그 중 대표적인 글로는 <중국 프로문예 운동의 과

거와 현재>(1931.8.4)와 번역평론인 <중국 신문예운동 개론>(1931.5.21), <중국

문단의 현세 일별>(1935.2.5~8) 등이 있다. 내용은 대체로 1930년대 이래 중국

문단의 새로운 조류라 할 수 있는 프로문학의 대두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좌련’

 4) 김동훈 외,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13 — 김학철⋅김광주 외》, 보고사, 2007, 336쪽.

 5)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 한울아카데미, 2001, 13-14쪽. 

 6) 이상 상하이 거주 한인 수는 손과지, 앞의 책, 16쪽, 55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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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체 및 좌익계열 작가와 그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외

에도 루쉰의 <문예와 선전>(1931)이라는 글을 번역 소개한 것7)을 보면, 김광주는 

루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가 나중에 번역한 

루쉰 소설집의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광주는 루쉰 소설을 번역하여 1946

년 서울출판사에서 《魯迅短篇 說集》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는데, 역자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魯迅短篇 說集 제1집의 譯을 마치고 이 붓을 들고 앉으니 1936년 10월 20

일 장례 전에 시체를 안치해 두었던 上海 萬國殯 館 一隅에 고요히 눈감고 누웠

던 노신의 창백한 얼굴이 내 눈앞에 너무도 또렷이 떠오른다. 고독한 시대의 수난

자로 56세의 일생을 마치고 上海 교외 만국묘지에 누워있는 魯迅!

서문 내용으로 보면 1936년 루쉰 사망 당시 김광주는 장례 장면을 직접 목도한 

듯한데, 생전에 실제로 두 사람 간에 교류가 있었는지는 잘 밝혀져 있지 않다. 

Ⅱ. 소설 속 상하이

1. 상하이 한인 커뮤니티 내의 립: <長髮 老人>8)

<장발 노인>의 주인공 ‘나’는 가난한 문학청년 박군과 함께 상하이 정자간(亭子

間)의 이층 좁은 방에 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방세가 밀려 중국인 주인 할멈으로

부터 ｢조선놈들은 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고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장발 노

인’은 오십이 훨씬 넘은 노인으로, 그 나이에도 희끗희끗한 머리를 문학청년처럼 기

르고 다닌다 하여 한인들은 그를 ‘장발 노인’ 혹은 ‘몬스터’라 불렀다. 가끔씩 그들의 

자취방에 놀러오던 ‘장발 노인’이 하루는 갑자기 삭발을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장발 노인’이 두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느 해 가을 박군이 주도하여 상연

 7) 《중앙일보》, 1932년 3월말~4월말.

 8) 《조선일보》, 1933.5.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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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극이 프랑스 조계 한인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부터였다. 박군은 신진 

극작가로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그가 쓴 희곡은 지사(志士)라는 명예욕에 사

로잡혀 모든 아름다운 인간성을 저버린 얼치기 혁명 청년을 주인공으로 상하이 한

인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위선적 사회상을 풍자한 작품이었다. 연극은 큰 성황을 이

루었으나, 박군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 박군이 창작한 희곡이 ‘망명지사’들

을 욕하고 애국심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박군은 무지한 군중에게 매를 맞고 병원으

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장발 노인’이 이튿날 박군이 입원한 병실에 문병을 오면서 ‘그’와 ‘우리’의 관계는 

시작된다. 

박! 맞은 것은 우리에게는 큰 자랑이요! 박의 희곡은 명작이었소! 무지한 그들

은 자기네들의 부끄러운 생활과 영웅심리의 야비한 것을 눈앞에 보고는 제골에 못

이겨 사람을 치는 것이요! 박의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해받기는 아직도 때가 

일러. 조금도 낙심말고 젊은이의 피끓는 의지를 굽혀서는 안되오.9)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장발 노인’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는 스물다섯 살 때 

고국을 떠나 십여 년간 북만주를 헤매다시피 했는데 한창시절에는 총부리를 두려워

하지 않고 모험을 한 일도 있었고 거기서 불만을 품고 상하이로 흘러온 것도 이십

여 년 전의 일이었다. ‘장발 노인’은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헤쳐 온 사람으로 독립

운동 진영 내에서도 특정 당파나 주의와는 거리를 둔 사람이었다. 그는 늘 ｢내 총

부리로 내 민족을 죽이는 놈들과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라고 말하곤 했다.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광주가 1933년 당시 문학동인의 이름을 ‘보헤미안’이

라 명명하고 ｢허울 좋은 애국자니 혁명투사니 하는 위선과 독선도 보기 싫었다｣고 

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독립운동 진영 내의 종파주의에 대한 혐오가 ‘장발 노인’이

라는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노인은 늘 ｢사람이

 9) 김동훈 외, 앞의 책, 248쪽. 맞춤법은 인용자가 조정. 이하 본고의 텍스트가 되는 <장

발 노인>, <남경로의 창공>, <야계>, <북평에서 온 영감> 네 편은 모두 이 책에 수록. 

김동훈 외, 앞의 책에는 이 외에도 <밤이 깊어갈 때>, <포도의 우울>, <파혼> 등 김광주

의 소설이 실려 있으나, 필자는 전체 7편 중 상하이를 제재로 한 4편의 작품만을 선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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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남을 지배한다｣
는 말은 일차적으로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강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민족주의운동 진영 내에서도 주의나 이념을 내세워 우위를 점하려는 경향

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작품에서 대립되고 있는 두 집단을 정확하게 고증해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한인커뮤니티 내의 갈등과 대립의 국면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

이다. 1932년 4월 29일에는 윤봉길의사가 홍커우공원의 일본 천장절 경축회장에서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에 일제가 한인 대체포를 감행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뿐 아니라 많은 한인이 상하이를 

떠났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오히려 상하이 거주 한인 수가 전년도 856명에서 

1,352명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1932년 초에 일제는 1.28사변을 

일으켜 군대를 주둔시켰고 일본인들의 거류지인 홍커우 일대를 크게 확장했기 때문

이었다. 일제의 세력이 크게 확장됨에 따라 친일적인 한인들이 대거 상하이에 진출

하였기 때문이다.10) 이 작품의 발표시기가 1933년 5월인 것을 보면, 작품에는 

1932년 직후 한인사회의 혼란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설 속에는 두 개의 공간이 나온다. 그 중 하나는 ‘나’와 박군이 거주하고 있는 

‘정자간(亭子間)’으로 국제적인 대도시 상하이의 주변부에 위치한 초라하고 옹색한 

주거공간이다. ‘우리’는 여기서 방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심한 존재들이다. 다

른 하나는 ‘바—코리아’라고 하는, 상하이의 조선사람 전용 댄스홀이다. 이 역시 상

하이의 프랑스 조계에 위치해 있었지만, ‘정자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길가에 

있었다. 이곳은 ｢운동가, 망명객, 문학청년, 예술지망생, 그리고 번화한 상하이의 

바람을 쏘이고 싶어서 부모의 허락도 없이 조선을 뛰쳐나온 젊은 친구들｣이 밤새도

록 술마시고 춤을 추는 환락장이었다. 박군과 ‘나’는 공연히 마음이 침울할 때면 한

달에 두서너 번씩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구경하고 싶어 ‘바—코리아’에 들르곤 했다. 

앞 장에서 인용한 <회상기>의 내용 중 가끔씩 가든 브리지를 넘어 홍커우 지역에 

놀러갔던 김광주가 백범에게 혼나던 장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상하이의 ‘정자간’

과 ‘댄스홀’은 작가 김광주에게 있어 두 개의 대립적 세계였던 셈이다.

‘바—코리아’에 들어가려던 ‘나’와 박군은 문앞에 ‘장발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10) 손과지, 앞의 책,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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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두 사람은 ‘장발 노인’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만다. ‘장발 노인’은 상하이 조선인 커뮤니티 내의 종파주의

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다. 노인의 장발은 보헤미안적 스타일의 상징인 셈이고, 그

런 장발 노인이 작품의 초반부에서 갑자기 삭발을 하고 나온 것은 절대자유의 정신

세계에 대한 그의 지향이 지속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복선이었던 것이다. 

‘나’는 노인이 평소에 흥분하여 부르짖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사람이란 남을 지

배하고 싶어하면 불행하다｣ 하던 그의 말을. 

2. 지사(志士)의 타락에 하여: <南京路의 蒼空>11)

P시의 K대학에서 문과를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온 주인공 명수는 어제 밤 오랜만

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떠올리자 불쾌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다. 친구들은 

겉으로는 그의 앞날을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가 재력과 학력을 갖추고 문

학을 여업으로 생각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친구들의 찬사 속에 숨

은 칼날같은 비웃음을 느꼈다. 명수는 아편 밀수입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처

지를 떠올리고 자책에 빠진다. 명수는 참된 문학의 길을 가고 싶지만, 직언해주는 

친구는 없고 비웃는 친구만 있는 것이다. 한때 가족 부양하느라 고생하면서도 지사

(志士)로서의 높은 뜻을 잃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는 돈을 벌자 타락해서 음주와 오

입으로 소일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자 어머니는 마작에 빠졌고 멋만 부리는 

누이동생은 아무 생각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명수는 과거와 현재, 고귀했던 

이상과 비루해진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누이동생과 대화하던 도중 화가 난 명수는 피아노 위의 화병을 집어던진다. 산산

조각 난 화병 속 물이 고요히 한줄기 곡선을 그리며 흐른다. 이 화병은 지금은 세

상을 떠났지만 생전에 아버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결혼 기념으로 준 것으로, 그

의 부모가 상하이로 나오기 전부터 생명처럼 아꼈다는 물건이다. 작품 속의 깨진 

화병과 흐르는 물은 가정의 파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내는 장치로 보인다. 물욕에 

눈먼 허위적 가정에 환멸을 느낀 명수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중학시절의 은사 

11) 《조선문단 시가 특대호》, 1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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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선생의 집을 찾아간다. A선생은 한 때 소니아라는 댄서를 좋아해서 한달치 월급

을 다 털어 바치면서 쫓아다녔고, 이로 인해 교육계에서 쫓겨나리라는 소문까지 났

었지만 결국에는 소니아와 결혼해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

었다. 명수는 소니아의 음탕하게 생긴 얼굴,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도 기를 쓰고 말

참견을 하려드는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이 꺼림직 했지만, 일전에 A선생에게 

취직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해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들으러 갔다. 

A선생은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서 현재 중국인 학교의 교수로 있다는 걸 자랑하

는 듯한 태도로, 중국인도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 한국인이 중국에서 취직하는 것이 

쉽겠느냐고 말한다. 또 자기는 요즘 블랜디와 서양 댄스에 빠져있는데, 이것이 소

위 상하이안의 생활이라고 자랑하며, 취직자리 부탁하려면 선물이라도 갖고 와야 

한다고 하는 말을 넌지시 흘린다. A선생의 집을 나오는 명수의 착잡한 심정을 묘사

한 대목을 보기로 한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동생, A선생, 그의 아내 ‘소니아’ … 명수는 아무것도 더 

생각하기가 싫었다. 춤과 계집과 술과 마작, 연분홍빛 향락을 쫓아 일생을 살려는 

계급들. 그러나 지사(志士)의 거리 ‘상하이’라는 이 아름다운 명사가 그들의 이런 

생활을 곱게곱게 덮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껍질을 벗겨야 한다. 그들을 덮고 

있는 이 어두컴컴한 껍질을 벗겨서 밝은 태양 아래 드러내야 한다 …… 나는 이것

만을 위해서라도 일생을 붓대를 들고 싸워보자!12)

한 때 지사(志士)였으나 현재는 아편 밀매업을 하며 육욕을 탐하는 방탕한 생활

을 하고 있는 부친, 어려웠던 삶은 잊고 마작에 빠져 사는 모친, 물욕만을 쫓는 생

각 없는 삶을 살아가는 누이동생, 그런 명수의 처지를 비웃는 친구들, 순수했던 과

거는 뒤로 한 채 소위 ‘상하이안 라이프’에 빠져 사는 A선생, 댄서 출신의 젊은 아

내 소니아. 주인공의 의식과 존재의 주변에 혼재하는 과거와 현재의 서로 다른 이

데올로기적 공간들이 어지럽게 나열되고 있다. 주인공의 이름(明洙)이 작가의 실제 

친구 이름(金明水)과 매우 유사하게 작명된 것으로 보면, 소설 속 모티브들에 상당

부분 현실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와 유대인에 비해 수적으

12) 김동훈 외, 앞의 책,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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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적었고, 망국민이었기 때문에 존재감도 크지 않았다. 그들 중 비교적 높은 수

입을 올리던 계층은 일부 자영업자, 공무원, 그리고 불법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었다. 작품 속 명수의 부친이 하던 아편 밀매업의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은 일이

었지만 다른 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윤이 높았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황

진롱(黃金榮), 두위에성(杜月笙) 등 청방(靑幇) 두목들이 아편 밀매에 개입하여 

부를 축적했고, 아편 밀매에 종사한 한인들도 많은 이윤을 얻었다.13) 비록 베이징

을 무대로 한 소설이지만, 김사량의 <향수>(1940)에도 한때는 독립운동가였으나 

지금은 아편 밀매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지사(志士)와 

아편밀매업자는 중국 거주 한인사회에 있어 정신적 고결함과 물질적 타락이라는 양 

극단을 상징하는 일종의 서사적 메타포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3. 도시 최하층 여성의 이야기: <野鷄>14)

예지(野鷄)는 올드 상하이에서 ‘거리의 여자’를 지칭하던 말이다. 당시 상하이에

는 러시아인을 위시한 외국인 매춘부도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신감각파 

소설가 요코미쓰 리이치(橫光利一)의 《상하이》(1931)에 잘 나온다. 상하이의 매춘

부는 1920년에 6만 명, 1935년에는 1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도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졌다고 하는데, 최고급 매춘부인 장싼(長三)은 명함을 소지했고, 

호궁에 맞춰 노래도 부를 줄 알았으며, 오갈 때는 늘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예

지(野鷄)는 그 중에서도 비교적 나이가 많은 그룹이었으며, 그들은 단속이 비교적 

느슨한 프랑스조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15) 소설은 식민지 조선에서 상하

이로 와 ‘예지’가 된 이쁜이가 고향 친구 명숙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쁜이는 상하이의 어느 여자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고향에 소

문이 났고, 상하이로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명숙이는 이참에 꼭 이쁜이를 

만나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한 사람은 여류 성악가로 미국에서 공부한 

젊은 피아니스트와 결혼해서 상하이로 신혼여행을 가려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13) 손과지, 앞의 책, 143쪽. 

14) 《조선문학》 속간, 1936.9.

15) 和田博文 外, 《 語都 ⋅上海》, 藤原書店, 1999,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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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뒷골목에서 호객하는 예지(野鷄)가 되었다. 고향 친구인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 항로를 거쳐 공교롭게도 상하이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이쁜이는 명

숙이의 편지를 받고 이 커다란 인생의 공교로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몰라서 

밤새 울었다.

이쁜이와 명숙이는 어려서부터 친형제처럼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 두 사람은 고

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서울로 진학했지만, 명숙이는 집안 생계를 꾸려

가던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면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어야 했다. 어느 날 

이쁜이는 만주의 외삼촌에게서 연락을 받고 어머니와 함께 만주로 간다. 모녀는 만

주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보고자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외삼촌의 교묘한 속임수

에 의해 중국인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전쟁 통에 이쁜이는 국민당군에게 강간당하

게 되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만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된 이쁜이는 만주바닥을 

구르고 굴러 상하이까지 오게 된 것이다. 작품 속 이쁜이의 고백을 통해 예지(野

鷄)의 생태를 잠시 보기로 한다. 

넓은 상하이 천지 으슥한 골목이면 어디를 물론하고 출몰하는 수백 수천의 우리 

예지(野鷄)떼. ‘예지’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내 알 수야 있겠니? 아마 넓은 들

을 싸지르는 닭떼와 같대서 하는 말인지도 모르지. 우리는 밤 열한시만 넘으면 총

본부인 따스가(大世界) 로터리를 중심으로 하여 줄을 지어 늘어선다. 그렇지 않으

면 정말 넓은 들을 싸지르는 닭의 떼같이 놀이터란 모조리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흥정하듯이 내 몸을 어떤 놈에게 내던진다. 애꾸눈이든 언청이든 입비뚜렁이든 그

런 것은 우리 세상에서는 관계가 없다. 그의 주머니에 일원짜리 지전이 두어 서너

장만 들어 있다면 말야.16)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적을 최상위에 두고 땅 위의 개미떼처럼, 혹은 넓은 들판

의 닭떼처럼 몰렸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예지(野鷄)의 생태는 자본주의적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나는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세상의 누구에게도 내 사정을 호

소하거나 애원하지 않을 것이다｣, ｢소설도 시도 미지근한 세상의 동정도 나는 싫

다. 돈, 돈만이 나를 구할 수가 있다. 나는 그것을 똑똑히 알았다｣고 말하는 이쁜이

는 자본주의적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칙을 완전히 깨달은 것 같다.

16) 김동훈 외, 앞의 책,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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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이 <장발 노인>이나 <南京路의 蒼空>과 다른 점은 앞의 두 소설이 상하

이만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 반해 <예지(野鷄)>는 식민지 시대 조선과 만주로까지 

소설적 공간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 → 만주 → 상하이라고 하는 소설 속 

이쁜이의 이동경로는 단순히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 사회에

서 살던 인간이 자본주의적 사회로 진입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 

속 이쁜이의 라이프 스토리는 작위적인데 반해서 소설의 전반적인 울림은 매우 강

렬하다. 작가는 자본이 모든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삶을 ‘예지(野

鷄)’를 통해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은 사회적 계급으로 유형

화되며 도시적 익명성 속에서 기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쁜이는 상하이 뒷골목 

예지(野鷄) 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이 누구라 해도 하는 일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쁜이는 편지의 말미에서 명숙이에게 ｢‘따스가(大世界)17)’ 어둠침침한 골목을 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쁜이를 찾을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아라 …… 음탕한 눈초리

에 가엾은 웃음을 띠고 열을 지어 늘어선 ‘예지’들이 있다면, 그 속에 밤나무골 이

쁜이도 섞여있는 줄만 알아라｣라고 말한 것이다. 

4. 시공간  혼동과 정신착란: <北平서 온 ‘令監’>18)

베이핑(北平)에서 상하이로 온 ‘영감’은 나이는 사십도 채 안되었지만, 말투나 걸

음걸이 등의 스타일이 늙은이 같아서 사람들은 그를 ‘영감’이라 불렀다. 부모도 없

이 자란 ‘영감’은 어릴 적부터 남의 집 머슴으로 일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장가를 

들게 되었고, 자식도 하나 낳았으나 아내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머지않아 갓

난아이도 죽고 만다. 달콤한 꼬임에 빠져 만주로 농산품을 팔러간 ‘영감’은 만주바

17) 유진오의 <상해의 기억>(1931), 주요섭의 <살인>(1925) 등 올드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한국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이다. 표준 중국어 발음으로는 ‘따스졔’라고 해

야 하나 소설 원문에는 ‘따스가’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스졔(大世界)는 1917년 황추쥬

(黃楚九)라는 의사가 설립했고, 나중에는 당시 상하이 암흑가의 ‘삼대 보스(三大亨)’로 

꼽히던 황진롱(黃金榮)이 인계하면서, 동양 최대의 향락 백화점이라 불렸다. 문화대혁

명 시기에는 폐쇄되었다가, 1987년 춘절(春節)에 다시 ‘따스졔(大世界)’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18) 《신동아》, 1936.2.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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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면서도 한 번 맛보았던 가족의 따스함을 잊지 못한다. 

한인들이 모여 살던 용정(龍井)에서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베이핑(北平)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간 곳은 아편장사를 하는 집이었다. 그는 아편 배달을 하던 어

느 날 갑자기 공안국에 잡혀가서 2년간 꼼짝없이 구금되었고, 풀려나자 또 무작정 

상하이로 오게 되었다. ‘영감’의 눈에 들어온 상하이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렇지 않아도 얄미울 만치 반드러운 ‘페이브먼트’는 이슬비에 젖어서 물독에서 

나온 생쥐모양으로 자르르 흘렀다. 이때나 그때나 ‘상하이는 나를 위해 생겼소’ 하

는 듯이 이 반드러운 거리 양옆으로 코큰 서방님, 눈파란 아가씨들이 이렇다는 일

도 없건만 어데서 금방에 큰수나 나는 것처럼 활갯짓을 하고 갈팡질팡 헤매었

다.19) 

상하이를 제재로 한 김광주의 소설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페이브먼트’인데, 예컨대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김광주의 다른 소설인 <포도

(鋪道)의 우울>같은 작품에서는 제목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 아마도 당시로서는 

포장도로라고 하는 것이 근대성의 상징으로 비쳤기 때문일 것이다. 난징루(南京路)

와 같은 큰 길이 연상되는데, 대로를 활개 치는 서양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영감’

의 눈에 들어온 상하이의 첫 인상이었다. ‘영감’은 그 서양인들이 자기를 흘낏흘낏 

쳐다보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영감’의 모습은 남의 눈에 어떻게 비

쳤을까. 

무슨 잡된 짓을 해서 살아가던지 그런 것은 둘째요 거죽으로만 보면 그림같이 

말쑥하고 깨끗한 키 크신 서방님들과 아가씨네들 — 그들의 향수냄새에 젖은 사람

의 물결을 헤치고 걸어오던 ‘영감’과 나, 그리고 그의 등 뒤에 짊어진 괴나리봇짐 

— 밥은 굶어도 구질구질한 것은 쳐다보는 것만도 수치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두 

‘코리맨’의 초라한 모양이 유달리 눈에 띄는 것이 무엇 이상한 일이랴.20)

상하이 번화가에서 초라한 두 ‘코리안’이 서양인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그 

거리에서 고운 아가씨님네들과 서방님네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영감’의 괴나리봇짐

19) 김동훈 외, 앞의 책, 316쪽.

20) 김동훈 외, 앞의 책,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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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거기에는 ｢뚫어진 곳을 깁고 또 기운 양말이 서너 켤레, 중

복 겨울 두루마기가 한 벌, 그리고 겉장이 다 해진 《심청전》이 한 권｣21) 들어있었

다. ｢뚫어진 곳을 깁고 또 기운 양말｣이라는 묘사는 ‘영감’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

는 것이라 하겠지만, ｢겉장이 다 해진 《심청전》이 한권｣이라는 표현을 통해 ‘영감’

이 살아가는 시간대는 근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 속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나체 무도단이 왔다고 ‘상하이’ 천지가 떠들썩하던 

어느 토요일에 인스펙터22)를 하고 있던 안(安)이 월급날이라고 사오싱주(紹 酒) 

한병을 옆구리에 차고 조선서 누가 부쳐줬다는 고추장을 들고 ‘나’를 찾아와 좁은 

방에서 ‘영감’과 셋이 술판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인종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융합하지 못하는 ‘서양’과 ‘조선’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차라리 ‘근대’와 

‘전근대’라는 두 역사시기의 대비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근대’의 세계에 진입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서 ‘괴나리봇짐’이 서양

인들의 구경거리가 된 대목과 마찬가지이다.

그 후로 ‘영감’은 매일같이 20리나 떨어진 홍커우(虹口)에 가서 소고기를 받아와

서 한인들에게 파는 일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적은 이문을 먹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은 예전에 헤어진 ‘순이 에미’와 꼭 닮은 사람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

의 말을 종합해보니, 그가 보았다는 여자는 한인사회의 명사 B씨의 맏딸 ‘메리’인 

것 같았다. ‘메리’는 하와이가 고향으로 영어는 매우 유창했지만 한글은 전혀 모르

는 아가씨였다. 인물은 크게 내놓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국제도시에서 양풍(洋

風)을 마실 대로 마시고 자란 귀한 아가씨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영감’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아가씨를 넘본다는 건 당치도 않을 소리라고 비웃었지

만, ‘영감’은 돈만 있으면 색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날부터 매일같이 저금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가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왠일인지 그날

은 ‘영감’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고, 저금통이 깨져 있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나’의 앞에 경찰들이 식칼을 보여주면서 이 칼이 누구 것인가 물

21) 위와 같음.

22) inspector는 전차 검표원을 가리키는데, 당시 상하이에는 이 일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많았으며, 당시에 씌어진 글 중에는 ‘인스펙터’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여기서도 그 표

현을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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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영감’은 자기 것이라 하면서 그들을 따라 나갔다. ‘영감’은 ‘메리’의 신방에 침

입했다가 무엇에 놀랐는지 칼을 집어 던진 채 달아난 것이다. 

‘영감’은 왜 ‘메리’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것일까. ‘영감’의 정신착란은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 것일까. ‘영감’과 ‘메리’는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사람이었다. ‘메리’와 전처

의 인상착의가 비슷했다는 점이 ‘영감’을 착각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있었던 두 세계 사이의 ‘유리 벽’이 유독 영감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건너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던 영감은 유리벽에 부딪쳐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입버릇처

럼 하던 “그런 괘씸한 년이 있더란 말이요”라는 말은 누구를 두고 한 것이었을까.

Ⅲ. ‘망명’이라는 시각

본 장에서는 상하이 시절을 그린 김광주 작품들의 고립적이고 비극적이고 전망 

없는 세계에 에드워드 사이드의 ‘망명’이라는 개념을 적용해보기로 한다. 주류사회

에서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이 사실상 다수의 편견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했던 사

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의 이론적 정립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망명’을 비판적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지성적 요건으로 제기한 바 있다. 사이드의 

말을 잠시 인용해보기로 한다.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슬픈 운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근대 시기에 추방

은 특히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족과 친숙한 장소를 떠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세월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 채 언제나 주변과 불화를 이루며 과거에 대해서는 슬픔을 부여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일종의 영원한 부랑자 신세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망명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사회적, 도덕적으로 불가촉천민

이 되는 공포로 이어집니다.23)

｢어디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 채 언제나 주변과 불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

23) 이상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지적 망명: 추방자와 주변인들>이라는 글에서 인용. 에드워

드 사이드, 최유준 역, 《지식인의 표상》, 61쪽, 마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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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長髮 老人>의 박군과 장발 노인, <南京路의 蒼空>의 명수, <野鷄>의 이쁜

이, <北平에서 온 영감>의 영감 등, 본고의 대상이 된 네 편의 작품 속 인물들에서 

공히 찾아볼 수 있는 요소이다. 그 중 <野鷄>에서는 주인공 이쁜이의 라이프 스토

리 묘사가 매우 작위적으로 느껴지는데, 바꿔 말하자면 거기에는 작가 김광주의 주

관적 상상의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 속 매춘부 형상과 관

련해서도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앞에서 말한 사회 현실의 반영이라는 

각도에서의 사실주의적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이라는 낯선 타향에 와서 ｢불가

촉 천민｣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가 김광주의 공포감이 알레고리적으로 표현된 것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네 작품 중 <長髮 老人>과 <南京路의 蒼空>은 상하이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고민,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반해 <野鷄>와 <北平에서 온 영감>은 서사 전개의 공

간이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野鷄>에서 이쁜이와 함께 조선에서 나

고 자라며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명숙이는 조선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려 하고 있

다. 이쁜이에게 있어 조선은 하나의 ‘공간’일 뿐 아니라 그녀가 매춘부가 되기 이전

의 ‘시간’이기도 하다. <北平에서 온 영감>의 영감에게 있어 조선은 그가 가정생활

의 행복을 맛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지금은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이기도 하다. 사이드의 언급을 좀 더 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망명상황의 어려움은 단순히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는 점에 있

지 않습니다. 망명의 어려움은 현대적 삶의 일상은 정상 소통되고 있지만 옛 고향

과의 접촉은 감질나게도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상황을 매

일 같이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명이란 새로운 환경 하에 완전히 합일

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옛 거처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지도 못한, 반쯤은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반쯤은 배제된, 한편으로는 향수와 감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능숙하게 모방하거나 비밀스럽게 따돌림 받는 일종의 중간 상태에서 존재

하는 것입니다.24)

바로 이러한 과거와 현재가 이중으로 압박을 가하는 ‘중간 상태’야 말로 망명가의 

정신적 고통이 극대화된 지점일 것이다. 작품 속 영감의 정신착란 바로 이 지점에

24) 에드워드 사이드, 앞의 책,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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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된 것이다. 영감은 ‘중간 상태’가 주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과거로 회

귀해버린 것이다. 엉뚱하게도 메리라는 한인 여성을 보고 전처를 연상하는 영감의 

정신착란의 배경에는 ‘중간 상태’에 놓인 망명 작가 김광주의 멘털리티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Ⅳ. 맺는 말

본고에서는 김광주의 상하이 체험이 그의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김광주는 중국에 체류했던 기간도 길었고, 한인사회 내에서의 접촉면도 넓

었으며, 중국인과의 언어적 소통도 잘 되어 문예계의 인사들과도 일정한 교유가 있

었던 듯하다.

<회상기>나 그의 소설 작품들을 보면 그의 주요한 활동 장소는 역시 상하이 프랑

스조계의 한인 커뮤니티였던 것 같다. 본고에서 고찰한 <長髮 老人>, <南京路의 蒼

空>, <野鷄>, <北平에서 온 令監> 등의 작품에는 당시 상하이의 분위기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아편밀매와 매춘이 행해지던 프랑스 조계지나 향락산업이 

생겨나던 홍커우(虹口) 지역의 분위기, 그리고 1930년대 한인 커뮤니티의 복잡한 

인간관계 등이 그러하다. 그런 면에서는 그의 작품들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또 한

편의 올드상하이 풍경화라 해야 할 것이다. 

작품에 나타난 한인들은 식민지 현실을 박차고 만주로 가거나 대륙을 전전하다가 

상하이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주변부에서 빈한한 삶을 꾸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서구적 근대문화의 중심지 상하이에서 한인들이 주변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언어적, 인종적, 경제적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거기에 ‘근대도시 상하이’와 ‘근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한인’간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상하이의 한

인들은 ‘시골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옛날사람’이기도 했던 것이다. 

본고의 대상이 된 위 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한인들이며, 그

들은 중국인들과는 어울리지 못한다. 작품 속 한인들은 중국인 혹은 상하이의 다른 

외국인 커뮤니티로는 진입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고립적인 공간에만 머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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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상하이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두고 온 조선의 기억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

하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바 ｢어디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 채 언제나 주변과 불화를 이루며 과거에 대해서는 슬픔을 부여안고 현재와 미

래에 대해서는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일종의 영원한 부랑아 신세｣라고 하는 망명 

작가의 회한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를 제재로 한 김광주의 작품에는 지나친 우연성, 작위적 모티브 등의 소설

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정감(情感)이 있다. 직접 체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표

현해낼 수 없는 주변부 인생 특유의 멘털리티가 있다. 그것은 대체로 국제도시 상

하이에서의 서구/비서구, 비서구 내에서 중국인/한인, 한인 내에서 물질주의자/정

신주의자, 민족운동 진영 내에서 정치적인 그룹/비정치적 그룹으로 계속 나뉘어지

는 중에 있어서의 마이너리티적 감각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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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在本文中筆者考察了金光洲在上海的体验是如何在他的作品中反映的。金光

洲在中国停留的时间很长，在韩人社会中接触面也很廣，與中国人之间的语言沟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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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非常好，而且似乎與文艺界的人士也有一定的交往关系。
但是，从《回想记》或他的小说作品来看，他的主要活动场所应该是上海法租界

的韩人社区。在本文考察的《長髮老人》，《南京路的苍空》，《野鸡》，《北平来的老头》

等作品中所出现的韩人，大部分都是在殖民地现实的催化下去往满洲或者大陆各地

然后辗转进入到上海的，周围有很多人过着贫穷的生活。生活在西方近代文化中心

上海的邊緣部的韩人的样子可以从多方面进行分析，其中存在语言，种族，经济等

诸多原因，但笔者在此补充提出了产生｢近代城市上海｣和｢没有经历过近代的韩人｣
之间的距离感的要素。上海的韩人们不仅是｢乡下人｣也可以说是｢近代以前的人｣｡

本稿所涉及到的以上四部作品中出现的人物幾乎都是韩国人，而且是與中国

人不能相融的。作品中的韩人無法融入中国人或上海的其他外国人的集體，所以只

能停留在独立空间内。他们無法融入上海，也無法摆脱对朝鲜的记忆。从这一點来

看，正如爱德华⋅萨义德对流亡作家的懷恨的背景所说的：｢在任何地方都会感觉

到不適應不能與周围和睦，懷抱着对过去的悲伤，背负着对现在和未来的痛苦，这

是一种永远的流浪兒。｣
在以上海为题材的金光洲的作品中，尽管有过分的偶然、虚假的主题等缺點，

但是有很强烈的情感。如果不是亲身體验过的人，就無法表现周围人生所特有的精

神。这大體上指的是存在于国际都市上海裏的，西方/非西方，非西方内的中国人/

韩国人，韩国人内的物质主义者/精神主义者，民族运动阵营里的政治性团體/非政

治性团體不断的分裂中所存在的少数派的感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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